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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반응모형 활용을 위한
수학 CBM 검사의 신뢰도 및 예측 타당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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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 약>
CBM검사는 학습장애 선별모형인 중재반응모형에서 학생들의 진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
사도구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CBM 검사에 대한 충분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
이었다. 신뢰도와 타당도는 Fuchs(2004)가 제시한 1, 2 단계로 구분지어 분석되었다. 본 연구
에 참여한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47명의 학생들이었다. 연구에 사용된 검사
도구는 BASA 수학과 해당 학교의 수학 기말고사 점수였다. 수학 CBM 검사는 1주 간격으로
7회 측정되었다. 1단계 연구를 위해서 상관계수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사용되었고, 2단계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잠재성장모형이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1단계와 2단계에
서 모두 수학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향후 연구주제에 대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재반응모형, CBM, 수학, 신뢰도, 타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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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미국의 경우, 2004년에 장애인교육법(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Improvement
Act: IDEA)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능력성취 불일치(ability-achievement discrepancy)모형과 함께
각 교육청과 학교는 학습장애 선별을 위해 중재반응모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습
장애 선별 중 한가지로 중재반응모형이 연구자나 교사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기
존의 능력-성취 불일치 모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Fuchs,
2003). 능력-성취 불일치 모형의 핵심 개념은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격히 낮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학생을 학습장애로 선별한다는 기본가정을 설정하고 있다
(Bradley et al., 2007). 이러한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은 현격히 낮은 학업성취가 외현적으로 나
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Fuchs & Fuchs, 2006). 즉 조기에 장애를 선별하고 적합
한 중재를 제공하는 것이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예방보
다는 판별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장애가 심각하게 발현된 후에나 학습장애를 선별하
게 되는 모형의 기질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Fuchs, 2003; Vaughn, & Fuchs, 2003).
이와 달리 중재반응모형에서는 조기선별 및 중재에 근거한 학습장애 판별방법을 사용하
고 있다(Bradley 외, 2007). 일반적으로 중재반응모형은 3단계의 중재전략으로 수행된다(Fuchs,
2003). 먼저 1단계는 일반학급에서 일반교사의 주도로 진행되게 된다. 일반교사는 과학적으
로 효과가 입증된 중재전략을 사용하게 되고 모든 학생들의 진전도를 평가하게 된다. 효과
적인 중재전략에도 불구하고 낮은 진전도를 보이는 학생은 2단계의 소그룹 중재전략을 받
게 되고 지속적인 학업의 진전도를 평가받게 된다. 2단계에서도 지속적인 낮은 진전도를
보이면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인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처럼 중재반응모형은 학습
장애 선별보다는 중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모형으로 학습장애의 선별에 앞서서 효
과적인 중재전략을 선투입하여 조기에 학습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학습장애 학생의 선별 및 중재에 있어서 중재반응모형은 교사나 연
구자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다(Vaughn, & Fuchs, 2003).
이러한 중재반응모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사가 사용하고 있는 중재
전략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Fuchs &
Fuchs, 2006; Haager, Klingner, & Vaughn, 2007). 특별히 중재반응모형에서 사용될 검사는 다
음과 같은 독특한 특성을 지닌 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Haager, Klingner, & Vaughn, 2007).
중재반응모형에서 사용되는 검사는 여러 번 반복 측정할 수 있는 검사가 사용되어야 한다.
즉 기존의 지능검사나 학업성취도 검사들은 단일 측정에 기반을 둔 검사특성을 지니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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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반복측정하는데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중재반응모형에서는
학생들의 진전도 정도를 반복측정으로 지속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산출된 기울기 값을 바탕
으로 학생들의 성취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또한 실제로 교실현장에서 교사들이 손쉽게 검
사할 수 있도록 매우 짧은 시간에 검사가 진행되어야 하며 손쉽게 검사를 수행절차도 간단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은 우수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닌 검
사가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CBM(Curriculum Based Measurement: 교육과정중심측정)은 중재반응모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 중 한가지이다(Fuchs, 2003). CBM이란 학생들의 기초학업기술인
읽기, 수학, 쓰기 영역에서 진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를 의미한다(Deno, 1985,
2003). 1970년 중반에 미네소타대학의 Deno 교수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서 처음 개발된 CBM
검사의 주요 개발 동기는 특수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재전략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Deno, 2003). CBM은 형성적 평가(formative evaluation)에 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업성취를 측정하게 되고 그러한 결과는 교사들의 중재전략의 효과
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사용되게 된다. CBM은 최근에 연구자 및 교사들에
게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주된 이유는 CBM이 중재반응모형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를 측정할 수 있는 검사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CBM은 중재반응모형에서 요구되는 검사의 특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검사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Fuchs, 2003). CBM은 기본적으로 반복측정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된 검
사도구로, 난이도가 동일한 다수의 동형검사문항을 가지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Deno,
200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변화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취 정도를 기울기로 평가할 수 있
다.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검사인 학업성취도 검사 지능검사와는 달리 CBM은 1-3분정도의
비교적 짧은 시간이 요구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정규
교육과정의 수업시간을 할애하여 실행할 필요가 없으며 수업시작 전후에 짧은 시간동안 측
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짧은 검사시간과 아울러 검사방법도 매우 간편하여 간단한 워크샵
만으로 현장의 교사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CBM 검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가 현재까지 300여 편이
넘는다는 사실이다. 아무리 뛰어난 특성을 가진 검사라 하더라도 신뢰도와 타당도가 증명
되지 않았다면 검사를 활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그동안 발표된 300여개의
CBM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결과들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가 2007년 ‘Journal of Special
Education’의 특별호(special issue)에 교과별로 출판되었다(Foegen, Jiban, & Deno, 2007, McMaster
& Espin, 2007, Wayman et al., 2007). 읽기, 수학, 쓰기 영역의 문헌 검토 결과 신뢰도와 타당
도는 여러 변인들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전반적인 신뢰도와 타당도 값
은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30년간 꾸준히 진행된 CBM 연구 결과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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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의 중재반응모형에서 CBM 검사의 활용 가능성을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
고 있다.
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구자 및 교육 행정가들에게 중재반응모형은 새로운 학습장
애 선별 모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새로운 학습장애 선별절차
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기본 틀 안에 중재반응모형이 내재되어
있다. 연구 분야에서도 학위논문이나 학술지에서 중재반응모형과 관련된 연구들이 최근에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이처럼 중재반응모형은 관련된 연구(예, 김혜영, 2010; 하정숙, 2012)
가 충분히 진행된 이후 한국의 학습장애 정의 및 선별절차에서도 대안적인 모형 중 한가지
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중재반응모형을 한국 학습장애 선별 모형의 대안적 방법으로 학교 현장에 실용화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제조건들이 먼저 갖춰져야 하며 그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필수조
건은 중재반응모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사도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
우에도 미국의 CBM과 같은 다양한 검사도구가 잘 개발되어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의 수가 매우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진행된 수많은 CBM 연구에서 밝혀진 뛰어난 신뢰도와 타당도의 연구결과들은
한국의 교육현장까지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신뢰도와 타당도는 검사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아니며 검사가 산출하는 점수(score)의 특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즉
동일한 검사도 누가 참여하는지와 어느 인종이 참여하는지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에서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2).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미국의
경우에도 CBM의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를 오랜 세월 동안 반복적으로 실시하였고, 막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CBM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우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비
한 상황이다. 이처럼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지 않는 이유 중 한가지는 검사의 신뢰도와 타
당도를 검사 매뉴얼에 제시된 정보만으로 평가해온 잘못된 검사 및 연구관행 때문일 것이
다(Hunter & Schmidt, 2004).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국 심리학 협회(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2)에서 제시한 중요한 연구 지침 중 하나는 모든 개별연구들은 연
구에 참여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산출된 신뢰도와 타당도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 하고 있
다. 즉 개별 연구들이 수년 동안에 걸쳐 특정한 검사에 대한 다양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
속적으로 보고한다면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검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Hunter & Schmidt, 2004).
마찬가지로 한국의 부족한 CBM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추가적인 충분한 CBM 연구가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충분히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앞으로 진행될 CBM 연구는 Fuchs
(2004)가 제시한 3단계의 연구로 구분되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먼저 그녀가 제시한 첫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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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연구단계는 단일 측정에서 산출된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단일회기로 측정된 CBM 점수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 단
계는 CBM이 반복 측정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CBM 기울기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진행된 후에 CBM의 신뢰도와 타당
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된다면, 마지막 연구 단계(3단계)인 중재전략 시 CBM 사용의 정
당성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가장 시급한 추가 연구과제들은 먼저
기초가 되는 1, 2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특별히 Fuchs(2004)가 제시한 1, 2 단계의 연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교과영역으로는 수학 CBM을 선택하였다. 읽기에 비해 수학 CBM은 국내 연구
자나 교사들에게 낮은 관심을 받고 있는 교과영역이다. 이러한 소외된 인식으로 인해 수학
CBM 검사의 타당도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검사의 매뉴얼 정보를 제외하고는 아직 보고되
지 않으며 신뢰도 연구는 현재까지 단 한편(홍성두, 여승수, 김동일, 2010)만이 출판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CBM 수학의 동형검사 신뢰도와 타당도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신뢰
도는 검사 결과의 일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연구에 참여한 대상에 따라 다양한 값
을 산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신뢰도 분
석과 함께 특별히 예측타당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측타당도는 공인타당도와는 달리
현재의 측정된 검사 점수를 바탕으로 향후 습득될 성취정도를 예언할 수 있는 평가 지표이
다. 특별히 CBM 검사가 중재반응모형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높은 예측타당도가 필요하다
(Seethaler & Fuchs, 2010). 즉 매주 측정되는 CBM 검사 결과로 한 학기 이후 혹은 1-2년 후
에 학습장애나 부진으로 판명 받을 수 있는 학생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다면 조기중재의
목표로 CBM을 활용할 가치는 충분하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
구에서는 예측타당도에 초점을 맞추어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Fuchs(2004)가 제시한 1단계 수준의 연구인 단일 측정점수에 근거한 수학 CBM의 신
뢰도와 타당도는 우수한가?
둘째, Fuchs(2004)가 제시한 2단계 수준의 연구인 기울기 값에 대한 수학 CBM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우수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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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A 시에 위치한 B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 B 초등학교의 1
학년은 총 3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한 두 학급만이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참여하였다. 두 학급의 학생 총 인원은 47명이었으며 이들에게는 1인당
3,000원 상당의 음료수와 과자를 연구의 참여 보상으로 지원하였다.
전체 참여 학생들 중 여학생은 22명으로 46.8%의 비율이었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다
소 높은 53.2%였다. 비록 학교가 소재한 지역은 다문화가정 비율이 높은 곳이었지만 두 학
급 모두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없었고 모두 한국어가 모국어인 학생들이었다. 학생들의
경제적 수준을 나타내는 무료급식 여부를 살펴보면, 47명의 학생 중 12명(25.5%)이 무료급
식을 받고 있었다.
2. 검사
본 연구에서는 수학 CBM 검사로 BASA(Basic Academic Skills Assessment)의 수학 검사(김동
일, 2006)를 사용하였다. BASA는 CBM검사의 원리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국형 수학진전도 검
사이다. 난이도가 유사한 다양한 검사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학생
들의 수학 진전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다. 1학년 BASA 수학은 수학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사
칙연산 중 덧셈과 뺄셈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문제의 난이도를 살펴보면, 한자리수 끼리의 덧셈과 뻴셈, 한자리수와 두자리수의 덧셈과
뺄셈, 두자리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매회기 총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BASA 수학 매뉴
얼에 제공된 반분신뢰도 계수는 .73-.93으로 양호한 값을 산출하였다. 매뉴얼에 제시된 공인
타당도 값은 수학 ACCENT 검사와 BASA 수학검사간의 상관계수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는 .54였다. 또한 본 연구의 자료로 산출된 신뢰도와 타당도 값은 ‘결과’ 부분에서 추가적으
로 제공되고 있다.
본 검사에서는 CBM 검사의 예측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B초등학교에서 실시한 2학기
수학 기말고사 점수를 이용하였다. 2학기 수학기말고사는 1학기 중간고사 이후 배운 단원
이 포함되었고, 20개의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기말고사의 문항은 CBM 검사와는 달
리 응용문제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CBM 검사의 문항이 포함되지 않았
다. 검사의 반분신뢰도는 스피어만-브라운 교정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854
로 양호하였다. 기말고사의 타당도 정보는 본 검사의 ‘결론’부분에서 제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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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검사절차
본 연구에 참여한 두 학급의 담임선생님이 CBM과 기말고사를 모두 실시하였다. 두 명의
교사는 CBM 검사를 처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워크샵을 통해서 검사 실시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검사 실시 요강을 제공하여 매번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CBM 검사는 10월 셋째주 부터 1주일 간격으로 측정되었으
며 기말고사 직전주인 11월 말까지 측정되었다. 두 학급은 모두 매주 화요일 수학시간 시
작 직전에 2분간 측정하였고 실시된 문제는 그 다음날인 매주 수요일 날 회수되었다. 검사
의 채점은 검사도구 및 평가과목을 이수한 특수교육과 학부 2학년 학생 2명이 채점을 하였
으며 두 명간 채점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자가 채점한 시험지의 10%를 무선으로 뽑
은 후 재채점 하였다.
기말고사는 해당학급에서 40분간 담임교사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다. 기말고사의 채점은
해당학급 담임교사가 실시하였고 엑셀파일에 해당학생들의 점수를 입력하였다. 학교의 규
정에 따라 수학 기말고사를 60점 이하를 받은 학생들은 최종적으로 수학 ‘부진아’로 선별되
었다.
4. 분석방법
연구에 사용된 분석방법은 연구문제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연구문제인
단일측정에 근거한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은 상관계수분석과 함께 예측타당도를 분석하기
한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방법이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한 이유는 종속변인이
연속변인이 아닌 범주형 변인(비학습부진아=1, 학습부진아=0)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연구주제인 기울기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ing)을 사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의 특별한 분석방법으로써 특별히 종단자료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이다(Duncan, Duncan, &
Strycker, 2006). 본 연구에서는 매주 CBM 검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CBM 자료는 종단자료
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사용하였
다. 또 다른 잠재성장모형의 중요한 특성은 기울기와 초기값의 해석 시 각각의 효과를 통
제한 후 결과를 분석할 수 있다(Baker 외, 2008). 일반적으로 기울기와 초기값은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서로간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데 잠재성장모형은 이
러한 분석을 가능케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타당도 분석하는 연구절차는 먼저 무조건 모형을 설정한 후 발
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게 된다. 그 다음 분석 절차는 기울기와 초기값을 독립변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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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한 조건모형을 이용하여 기울기의 타당도를 분석하게 된다. 신뢰도 연구절차는 Yeo et
al.(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그들이 제시한 공식은 진점수 변
산(ture score variance)을 관찰된 점수 변산(observed score variance)으로 나누게 되고 산출된 값
은 해당 시점의 기울기로 정의된다(구체적인 설명은 Yeo et al.(2012) 논문 참조).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CFI(Comparative Fit Index), IFI(Incremental Fit
Index), NFI(Normed Fit Index)를 사용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3개의 적합도지수의 범위는 0에
서 1사이이며, 0.9이상이면 연구자가 설정한 모형이 자료의 특성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평
가할 수 있다.

Ⅲ. 연구 결과
1. 기초통계치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사들의 기초통계치 결과는 <표 1>에서 제공하고 있다.
<표 1> 검사별 기초통계치
통계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1

2

주별 CBM 수학점수
3주
4주
5주

21.3

27.6

30.4

32.6

32.4

33.5

36.5

87.1

12.7

13.9

14.0

13.7

13.7

15.6

15.1

16.1

2

1

3

3

3

3

5

25

52

52

52

52

52

52

52

100

주

주

6

7

주

기말고사
점수

주

먼저 매주 측정된 CBM 수학점수를 살펴보면, 첫 번째 주에서 측정된 CBM 평균점수는
21.3이었으며, 매주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마지막 주의 점수 평균은 36.5였다. 표
준편차가 6주와 7주에 15점 이상으로 증가한 결과는 개인간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을 추
측할 수 있다. 기말고사의 평균점수는 87.1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들로 문항이 구성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최대값을 살펴보면 CBM 검사의 경
우 매회기 만점을 받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매회기마다 3점미만을 받고
있는 저성취 학생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기말고사의 최대값은 100점이었고 최소값은 25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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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 회기에 근거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문제 1
연구문제 1은 단일 회기에 측정된 점수에서 산출된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다.
먼저 아래에 제시된 <표 2>의 결과는 CBM 검사점수와 기말고사 점수간의 상관계수를 제
공하고 있다. CBM 검사의 동형 검사 신뢰도는 <표 2>에서 산출된 CBM 점수간의 상관계
수 값에 해당된다. 상관계수의 최소값은 .69로 1주와 7주 점수에서 산출되었고 최고값은 4
주와 5주간의 상관계수 값으로 .93이었다. CBM 점수간의 상관계수 값의 크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측정주기가 증가할수록 상관계수 값이 감소하고 있었고, 반대로 측정주기가 짧
을수록 상관계수 값들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관계수 값의 패턴은 CBM 검사 점수의 안정
성(stability)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CBM 신뢰도가 안정적으로 산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단일 회기에서 측정된 CBM 검사와 기말고사 점수간의 타당도 결과는 두 점수간의
상관계수로 파악할 수 있다. 두 점수간 상관계수의 범위는 .52-.69였고 가장 낮은 상관은
CBM 1주차 검사와 기말고사에서 나타났고 가장 높은 상관은 7주 CBM 검사점수와 기말고
사 점수의 상관계수 값이었다.
<표 2> 검사별 상관계수
주별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주

1

주

2

주별 수학 CBM
3주
4주

주

5

주

6

1

기말고사
점수
.52

.84

1

.59

.82

.88

1

.83

.82

.91

1

.81

.85

.89

.94

1

.76

.85

.86

.89

.92

1

.59

.69

.82

.82

.83

.85

.92

.69

.62
.57
.58

검사가 어느 정도 기말검사점수를 잘 예측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로지스
틱(Logistic)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난 CBM 검사 간 높은 상관은 독립변
인끼리의 기본 가정인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로 인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simple) 회귀분석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CBM 3주차 점수를 제외한 모든 CBM 검사 점수에서 유의한 회귀계수를 산출하
였다. 각각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Odds 비율은 1.3-1.6의 범위로 유사한 범위의
값들이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CBM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부진아가 되지 않을 확률은
CB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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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독립변인별 로지스틱(Logistic) 회귀분석 결과
독립변인
주
CBM 2주
CBM 3주
CBM 4주
CBM 5주
CBM 6주
CBM 7주
CBM 1

회귀계수

표준오차)

S.E(

Odds

비율

비율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Odds

.50*

.24

1.6

1.03

2.6

.34*

.17

1.4

1.00

1.97

.76

.44

1.9

.77

6.0

.28*

.12

1.3

1.03

1.68

.36*

.18

1.4

1.01

2.01

.24*

.11

1.3

1.03

1.58

.29*

.13

1.3

1.04

1.73

*p<0.05

부진아가 될 확률보다 1.3-1.6배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반복측정에 근거한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문제 2
반복 측정된 CBM 점수로 산출된 기울기의 신뢰도와 타당도 값은 잠재성장모형을 활
용하여 분석되었다. 먼저 CBM 점수의 발달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서 무조건 모형 분석
(conditional model)을 실시하였다. <표 1>에서 제시된 매주 CBM 평균값의 유형을 살펴보면
평균의 변화가 심한 주(1-2주)가 있는 반면 큰 변화가 없는 주(4-5주)가 있었다. 이러한 다양
한 평균변화의 패턴을 반영하기 위해서 자유모수(freed loading)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무조건 잠재성장모형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7주 동안 측정된 CBM 종단자료는 모형적합
도 값을 고려했을 때 자유모수모형에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되었다(카이자승(2)=45.93, CFI=
.96, IFI=.96. NFI=.91). 무조건 모형의 기울기 값은 2.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기울기 계
수였다.
무조건모형에 대한 모형 적합도가 우수했기 때문에 무조건 모형을 이용하여 <그림 1>
과 같은 기울기의 예측타당도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모형에서 기울기값과 초기값이 독립
변수로 설정되어 있으며 부진아유형(일반아동=1, 부진아동=0)은 종속변수로 설정되었다.
모형의 적합도 평가 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카이자승.(29)=50.3, CFI=.96, IFI=.96,
NFI=.90). 독립변인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 기울기와 초기값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기울기 경로계수=0.06, t=2.2, p<0.05, 초기값 경로계수=0.01, t=2.8, p<0.05).
즉 기울기와 초기값이 증가할수록 부진아동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음을 통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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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예측타당도 모형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기울기 값에 대한 신뢰도는 Yeo et al.(2012)의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산출하였고 산
출된 결과는 <표 4>에서 제공하고 있다. 신뢰도 값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신뢰도 값은 1
주와 2주에서 나타난 .87이었으며 가장 높은 신뢰도는 .90으로 나타났다. 7개의 신뢰도 값
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가 산출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4> 매회 측정된 CBM 점수의 신뢰도 값
신뢰도 지수

1

2

주별 CBM 검사
3주
4주
5주

.87

.87

.88

주

주

.89

.89

주

주

6

7

.89

.90

Ⅳ.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수학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경우,
CBM 검사는 최근의 학습장애 정의 및 선별 모형인 중재반응모형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평가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왜냐하면 CBM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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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특성과 함께 그동안 지속된 수많은 CBM 연구들이 CBM은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임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CBM 연구의 수는
매우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CBM 수학의 경우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Fuchs(2004)의 연구에서 제시한 2단계의
연구 분류에 근거하여 CBM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한 국내 첫 번째 연구결과로 연구의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논의가 필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분석에 앞서서 기초 통계치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검사 점수들의 경향을 살펴
보았다. 특별히 매회 측정된 수학 CBM 점수의 최대값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매회기 측정된 최대값은 만점인 52점이었다. 즉 일부 학생들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
용한 CBM 검사문항을 사용했을 때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학점수를 제
대로 측정할 수 없었다. 이처럼 학생들의 점수가 매회기별 만점에 도달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재반응모형에서 학업성취 지표(indicator)로 활용되는 기울기를 산출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오히려 우수한 수학능력을 지닌 학생들의 경우 기울기 값에서 증가를 나
타내는 양의 계수가 아닌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즉 이들의 실제 수학점수는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가가 없는 것으로 잘못판단 할 수 있게 된
다. 천장효과는 기울기의 타당도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천장
효과가 없었다면 더 높은 기울기 값을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고 본 연구결과에서 산출된
연구보다 더 우수한 기울기의 타당도 값을 산출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측정시간을 2분보다 짧은 1분으로 감소하거나 추가적인 문항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Fuchs(2004)의 CBM 연구 분류 중 1단계에 기반하여 평가한 동형검사 신뢰도 결과를
살펴보면, 수학 CBM 검사 간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Foegen, Jiban, & Deno (2007)의 수학 CBM 문헌 분석결과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신뢰도 값이 .80 이상이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90에 가까운 높은 신뢰도가 산출된 주된 원인은 짧은 측정 주기가 사용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동형검사의 신뢰도는 측정주기가 짧을수록 신뢰도가 증가한다는 특성을 고려했을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uchs(2004)의 1단계 연구의 예측 타당도 결과를 살펴보면, 기말고사와 CBM 점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0.5 이상이었으며, 이는 BASA 매뉴얼에서 제공하고 있는 ACCENT 수학 타당도
값과 유사한 수치(0.54)였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예측타당도의
경우 3주차때 측정된 검사결과를 제외하고는 매회 측정된 CBM 점수는 수학 학습 부진아를
예측할 수 있는 유의한 독립변인으로 확인되었다. 3주차의 검사점수에서 유의한 회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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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산출하지 못한 한가지 원인으로는 검사의 난이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록 매회
사용된 검사는 동일한 검사의 난이도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되지만 이러한 가정이 경우에
따라 유지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Montague et al., 2010). 특별
히 본 연구에서 사용된 3회기의 검사문항은 총점에 비해서 높은 표준편차가 산출된 것으로
근거했을 때 수학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에게는 쉽지만 낮은 학생들에게는 다른 검사회기의
검사문항보다 어려웠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가지 흥미로운 결과는 CBM 3주 결과만 제외하고는 Odds 비율의 값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매주 측정된 CBM 점수가 증가할수록 학습부진아가 아닐 확률 또한 증가한다
고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주된 연구주제는 아니었지만 최근에 진행된
측정주기에 관한 연구결과들과 일치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여승수 외.(2010)의 연구 결
과에 따르면 수학 CBM 검사를 매주 사용하지 않아도 매주 측정된 값과 유사한 점수를 얻
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BM 검사는 반복 측정할 수 있는 특징으로 매주나 격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사용횟수의 증가는 검사를 사용하는 교사에게 부담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다. 따라서 최소한의 측정주기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이다. 본 연구에서 산
출된 유사한 Odds 비율 결과는 높은 동형검사의 신뢰도 값은 이러한 측정주기의 결과를 지
지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Fuchs(2004)가 제시한 2단계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였다. 먼저 신뢰도는 Yeo et al.(2012)의 논문에서 제시된 기울기 산출 방법을 사용하
여 평가하였다. 매회기에 측정된 CBM 검사의 기울기 값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설정한 기울기의 모형이 자료에 적합하다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관되게
높은 신뢰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번 검사에 사용된 문항들의 난이도가 7주간 일정
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기울기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2단계 연구 관점에서 분석된 예측타당도 결과를 살펴보면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학습부진
아로 판별될 확률이 매우 낮음을 확인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는 초기값에 대한 영향력
을 통제한 후 기울기 값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종단자료에서 산출된 기울기의 값은 초기값
과 양이나 음의 상관을 가질 수 있다(Baker et al., 2008). 따라서 초기값이나 기울기의 값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한쪽의 효과를 통제한 후 분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기울기와 함께 초기값도 학습부진아를 예측할 수 있는 독립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즉 첫회
기에 측정된 CBM점수도 이후에 성취될 학습부진아의 낮은 학업성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
요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재반응모형에서 기울기는 학업성취정도를 평
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로 사용되고 있지만, 기울기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 이상
의 측정된 검사 점수가 필요하다. 따라서 기울기를 산출할 때까지 기다리기 보다는 첫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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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부터 낮은 점수를 받는 학생일 경우 교사들이 주의 깊게 그들의 중재반응을 모니터링하
고 적합한 중재전략을 바로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는 전반적으로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충분
히 지지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후속 연구들이 진행되어야만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개발된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는 Fuchs(2004)가 제시한 3단계의 연구들이 꾸준히 진행된 후 종합적인 검사의 평가가 필요
함을 주장하고 있다. Fuchs(2004)가 사용한 3단계의 CBM 연구 분류 단계는 CBM이 지닌 고
유한 특성을 고려한 타당한 분류 체계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한국의 CBM 연구에서도
CBM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3단계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
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Foegen, Jiban, & Deno (2007)의 연구결과에 따
르면 수학 CBM 검사의 경우 학년에 따라 신뢰도와 타당도가 다르게 산출될 수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학 CBM 검사의 연령대는 전학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Foegen, Jiban, & Deno, 2007). 이러한 변화의 추세를 고려했
을 때 향후 진행될 국내의 수학 CBM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뢰도
와 타당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국내에 개발된 수학 CBM은 유치원 및
저학년 학생들(초등학교 1-3학년)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층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CBM 검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CBM 검사는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 측정되었다. 위에서 설명된 것처럼
검사 간 측정주기가 짧을수록 높은 신뢰도가 산출될 수 있다. 현재 CBM은 다양한 측정주
기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CBM이 보편적 검증 도구(Universal screening measure)로 활용
될 때는 1학기에 세 번만 측정하게 된다. 또한 한 달에 한번이나 2주에 한번과 같이 학교
나 교실의 여건에 따라 측정주기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 CBM 검사의 측정주기는
신뢰도와 타당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연
구에서는 다양한 측정주기로 측정된 CBM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타당도 검사는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기말고사 점수였다. 검사
의 타당도정도는 준거(criterion)로 사용된 검사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다양한 다르게 산출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준화된 수학검사를 사용한 타당도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수학 CBM만을 사용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Fuchs(2004)의 1, 2단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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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단계에 맞게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CBM은 수학과 함께 읽기, 쓰기, 과학, 사회 교과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다양한 교과영역에서도 Fuchs(2004)의 연구단계를 고려한 지속
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충분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교과에 대한 신
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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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mining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CBM Math for Response to Intervention Models

Yeo, Seungsoo*

CBM(Curriculum Based Measurement) can be used for measuring students' progress within an
Response to Intervention(RTI) framework as an alterative method for identifying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However, few studies evaluat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BM in Korea.
Therefore,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iability and predictive validity of
CBM math in terms of the first and second strategies suggested by Fuchs(2004). A total of 467
first-grade students from the B elementary school participated in the project. BASA math as CBM
math was administered every week during 7 weeks. The C elementary school's final exam in math
was used as a criteron on CBM math.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logistic regression were used for
answering the research question on the first stage suggested by Fuchs(2004). In addition, latent
growth modeling(LGM) was used for answering the question on the second step suggested by
Fuchs(2004). This study showed that both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BM math were good.
Limitation and education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 Response to Intervention, CBM, Math, Reliability, Val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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